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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관광명소

영양분재야생화테마파크
위치 및 주변정보(주변 10km 이내)



영양분재야생화테마파크

위치  입암면 영양로 883-16 길찾기

안내전화  054-680-5371

이용시간  상시

휴무일  명절휴무, 기타(1월1일, 매주 월요일)

입장료  성인(2,000원) 어르신(1,000원) 청소년(1,000원)

주차시설  주차요금 : 무료

애완동물동반  불가능

홈페이지  /sunbawi/pot_wildflower/intro

추천수  74

추천하기  관심콘텐츠

영양군 입암면 신구리 선바위관광지내에 위치하는 영양분재야생화테마파크는 2002년 5월에 준공한 분재수석야생화전시관을 영양분재야생화테마파크로 확장, 2013년 11월에 준공하였다. 이곳

은 제1전시관 2,397�, 제2전시관 1,152�, 수석전시관 115.31� 등의 규모로 분재 200여점을 비롯하여 수석 50여점, 야생화 등이 전시되어 있다.

이곳에는 전국 최대 규모의 분재, 수석, 야생화들이 전시되어 있어 가족단위 체험장으로도 손색이 없다. 그리고, 수령 450여년의 주목을 비롯해 200년 이상의 모과, 적송, 단풍나무 등의 분재와 폭포

석, 금낭화, 매발톱 등 야생화 5천여 본이 전시되어 있다. 

수령 450년의 주목, 200년 이상의 모과, 적송, 단풍나무 분재, 영양 특산물인 폭포석, 일원산에서 자생하는 금낭화, 매발톱 등 야생화 5천여본도 감상할 수 있는 대자연의 축소판이다. 특히 일월산과

반변천을 그대로 옮겨 놓은 듯 직하형, 계류형, 굴곡형, 바위형 등 다채로운 폭포석은 검은 돌에 우유빛 석영이 세로로 박혀있는 희귀종으로 애호가들의 관심 속에 연중 관람객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

다.

꺽지와 통가리 등 토종어류를 볼 수 있는 민물고기 어류전시관, 감천 측백수림, 서석지 등 인근에 볼거리가 많아 데이트 코스나 가족나들이 명소로 각광받고 있다.

제1전시관

분재,야생화 / 규모 - 건물 : 1056�

송백류(소나무, 향나무, 노간주나무, 주목 등) 19점

잡목류(소사나무, 단풍나무, 느릅나무, 중국단풍 등) 24점

화목류(매실나무, 철쭉, 무궁화, 히어리, 줄사철, 개살구나무, 장수매 등) 14점

상과류(모과나무, 아그배나무, 애기사과, 노아시 등) 28점 _ 계85점

분경(시로미, 털진달래, 물싸리, 마가목, 물매화, 한라철쭉 등) 13점 _ 계98점

제2전시관

분재,야생화 / 규모 - 건물 : 2397� / 제2전시관 누계 231점

송백류(소나무, 곰솔, 향나무, 노간주나무 등) 43점

잡목류(소사나무, 단풍나무, 느릅나무, 은행나무, 서어나무 등) 50점

화목류(매실나무, 철쭉 등) 3점

상과류(모과나무 등) 5점 _ 계101점

분경(윤판나물, 숫잔대, 금꿩의다리, 큰천남성, 큰고랭이, 좀꿩의다리 등) 32점_계133점

야생화(5,000본) - 노루귀, 동자꽃, 까치수영, 물봉선, 곰취, 큰제비고깔, 말나리 ,산매발톱 ,짚신나물, 노루오줌, 꿩의바람꽃, 엉겅퀴, 노랑원추리, 초롱꽃, 인동꽃, 각시붓꽃, 개불알꽃, 고란초, 구슬

붕이, 금붓꽃, 깽깽이풀, 꽈리, 남산제비꽃, 넉줄고사리, 노랑줄무늬붓꽃, 노랑제비꽃, 노루발, 닭의난초, 더덕, 도라지, 동자꽃, 둥글레, 땅나리, 매미꽃, 매화노루발,모시대, 물매화, 백리향, 범꼬리

진달래, 병아리난초, 복수초, 비비추, 뻐꾹나리, 산일엽초, 솔나리, 산수국, 술패랭이, 앵초, 장구채, 제비동자꽃, 조개나물, 천남성, 초롱꽃, 타래난초, 투구꽃, 패랭이꽃, 하늘나리

제3전시관

수석실 / 규모 - 건물 : 115.3�

폭포석 51점

상세정보  관련사진  위치 및 주변정보  관련 S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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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 및 주변정보(주변 10km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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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영양군 입암면 영양로 883-16 네이버 길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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